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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
 
이 중요한 공지 및 업데이트로 주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
으면 sfosb@sfgov.org로 문의 하여 oewd.org/covid19 에서 새로운 정보 를 확인 하십시오. 이전 공지 사항을 놓친
경우 h�ps://sfosb.org/ebulle�ns를 방문 하십시오 .    
 
발표 :
페이스 북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Facebook 은이 어려운시기에 도움을주기 위해 1 억 달러의 현금 지원 및 광고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Facebook을
운영하는 3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대 30,000 개의 적격 소기업이 보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 15M은 Bay Area 사
업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었습니다 .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ligibili 찾으려면 관계를 , 그리고 적
용 방문 h�ps://www.facebook.com/business/boost/grants을 .  그랜트 수상 이야 ($ 2 $ 4,000까지 , 500 현금 지원과
$ (1) , 페이스 북의 광고 크레딧 500).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사업체는 20 년 4 월 20 일에 보조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리개 알림에 대한 새로운 정책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은 식료품 점 안팎이나 대중 교통 수단을 기다리는 등 필수 요구를 위해 집 밖에있을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시행은 2020 년 4 월 22 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 요구 사항에는 다음
과 같은 필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필수 근로자 및 운송 근로자의 경우 :

필수 사업, 대중 교통 운영 또는 다른 유형의 공유 교통 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자원 봉사자는 대
부분의 환경에서 일할 때, 대중 또는 동료와 상호 작용할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보안 또는 급여, 필수 인프라 작업 또는 정부 기능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대중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에있을 때 얼굴을 가리야합니다.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고객에게 표지판 게시를 포함하여 얼굴 가리개를 착용 할 필요성을 알리십시오.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십시오.

 
대중의 경우 얼굴 덮개가 필요합니다.

식료품 점이나 약국과 같은 필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다리는 동안.
건강 관리를 추구 할 때.
대중 교통 대기 또는 탑승시.
스테이 홈 오더 (예 : 정부 건물)에 따라 운영 할 수있는 시설에 입장 할 때

 
구제 키트 를 들면 코로나 (COVID 19)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및 스페인어로 된 전단지, 소셜 미디어 그래픽 및 팩트 시트는 도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에 대한 홍보 도구 키트 웹 페이지에서 제공 됩니다. 상기 웹 페이지에 포함되어 얼굴 건강 위해 포스터
를 커버하는 고객이 그 모든 사람들이 얼굴 덮개를 착용하고 6피트 떨어져 유지해야 알고, 당신의 사업이 준수하
지 않는 사람에게 쓰레기 서비스에 필요한 보장은.
 
페이스 마스크가 필요하십니까? 당사의 현지 제조업체가 귀하를 보호합니다!
많은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적응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얼굴 코팅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재편
성하는 의 동안은 또한 지역 업체를 지원. 특정 형태의 용량으로 구매해야하는 기업 을 위해 현지 공급 업체 목록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OSB 환경 및 회의 건강이 필요 일회용 마스크를 통해 직물 마스크를 소싱
에 주력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에 일부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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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새로운 정책에 관한 Breed 시장의 보도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 알림
열려있는 필수 비즈니스는 모든 활성 시설에서 소셜 디스 트리 싱 프로토콜을 준비, 게시 및 준수해야합니다.
Social Distancing Protocol의 템플릿은 온라인과 스페인어, 중국어 및 아랍어와 같은 추가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웹 세미나 :
2020 년 4 월 23 일 목요일 오후 12시 카르멘과 협력
4 월 23 일 목요일 정오에 카르멘 추 (Carmen Chu) 소장 의 웹 시리즈 가 카르멘 (Carmen) 과 협력했습니다 . 민권에
대한 변호사위원회와. 더 많은 시청자에게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이 세션은 Zoom에서 호스팅됩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h�ps://zoom.us/webinar/register/WN_jKEDwaTISiuUljp3X7iMBA       
 
h�ps://forms.gle/fpdFitcjMtDrSkmA6 을 방문하여이 시리즈의 미래 세그먼트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지속적인 자원 :
 
COVID-19 ( www.oewd.org/covid19)의 영향을받는 사업체 및 직원을 위한시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십시오 ( 소
규모 사업체를위한 자료, 연락처 및 업데이트 포함)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DPH의 건강 지시 및 권장 사항은 sfdph.org/dph/alerts/coronavirus.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관한 모든 시장 선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fmayor.org/mayoral-declara�ons-regarding-covid-19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은 3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식 업데이트 를 받으려면 도시의 경고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text
COVID19SF to 888-777 .

COVIC-19 관련 공지 및 리소스 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려면 h�ps://sfosb.org/subscribe-small-business-e-news 에
서 전자 뉴스에 가입 하십시오 .
 
연대
 
중소 기업 직원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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